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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
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| Tel (661) 871-9190 | 1305 Water St., Bakersfield, CA 93305
Fax (661) 873-7286 | 홈페이지 www.sanclementemission.org | 통권 제 24 권 31 호

주일 미사: 오전 8 시 (한국어
한국어, 영어), 오전 9 시 30 분(영어), 오전 11 시 30 분(스페인어)
분
한국어 평일미사: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
토요일 미사: 오후 6 시((스페인어). 성경공부: 주일미사후 친교실
고백성사: 월, 화, 목요일 (오후 5:00 – 5:30). 금 (오전 9:00 – 9:30)
한국어 성체조배: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어 저녁미사 후
임원회의: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, 평협회장: 박영우 니콜라스 (661-703
703-5957)
성당사무실 시간: 월, 금요일
금요일(오후 2 – 8 시). 화, 목요일(오후 2 – 6 시).

미사성가

입당 ()

►제 1 독서

봉헌 ()

성체 ()

파견 ()

1 열왕 3,5
3,5-6 ㄱ.7-12

►제 2 독서

화답송

로마 8,28-30

복음환호송

◎주님,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.
○주님은 저의 몫이오니,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
약속하였나이다. 당신

입에서 나온 가르침,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
값지옵니다. ◎
○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,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.

◎알렐루야.

○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
아버지 찬미받으소서. 아버지는
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.◎

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. 제가 살리이다
살리이다. 당신 가르침은
저의 즐거움이옵니다.◎
○저는 당신 계명을,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
사랑하나이다. 당신의

모든

규정을

바르게

따르며,

저는

온갖

거짓된

마태 13,44-52

길을

미워하나이다. ◎
○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,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
따르나이다. 당신 말씀

밝히시면 그 빛으로,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◎

►복음

영성체송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
잊지 마라.

◈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◈

공 동 체

소 식

날짜

미사해설

독서

복사

축하드립니다!

7 월 27 일

이 클라라

김 헬레나

성인복사

8월3일

이 마틸다

이 요한

정 안드레아
안드레아, 허 벤자민

산클레멘테 본당 공동체 주임신부님이신 전 요아킴 신부님의 영명축일이
7 월 26 일 입니다. 공동체의 목자이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
기도부탁드립니다.

8 월 10 일

전 니콜

이 바오로

정 안드레아
안드레아, 허 벤자민

견진교리 교육 관련

8 월 17 일

유 요한

김 헬레나

정 안드레아
안드레아, 허 벤자민

7 월 11 일 부터 한인공동체 견진교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 홍
마르코 형제, 홍 아네스 자매님께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.
견진성사를 잘 준비하실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
기도부탁드립니다

*’제 1 독서’ (한글)/ ‘제 2 독서’ (영어).

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
주일미사

봉헌금

2 차 봉헌

교무금

7 월 20 일

$ 335.00

$150.00

$200.00

본당 여름 야유회: 7/27 (오늘) 주일미사 후 출발
오는 7 월 27 일 (주일) 미사후 벤투라 카운티 해변에서 야유회 겸 골프와
저녁식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(상세사항은
참여부탁드립니다
주보
하단 참조)

*2 차 봉헌: 매월 첫째, 셋째 주일미사.

한인공동체 ‘교적 확인 및 업데이트’
업데이트
8 월 15 일(금):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- 오전 9 시 30 분
***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.

한국어 평일미사 :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
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
있습니다.

한국어 성체조배 :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미사 후
매월 둘째 수요일,’7 시 30 분 저녁미사 ‘후에 한국어 성체조배 및
성체강복이 있습니다.

한국 순교자 시복식 및 성지순례 : 8/11(월)-8/16(토
토) 5 박 6 일
교황님과 함께하는 124 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 및 한국성지순례
-1 차 신청마감: 비용 1 인당 $900 (6 월 20 일 이전 신청 시)
-2 차 신청마감: 비용 1 인당 $1,100 (7 월 20 일 이전 신청 시)
참가비 지불방법: 수표 또는 크레딧 카드. 항공료는 별도
*신청 및 문의처: Tour America. 전화 (201) 224-0096
*온라인 신청 및 정보: www.kapaus.org/2014korea
*참가신청을 하신 분들은 김 헬레나 자매(총구역장)께 알려주십시오
알려주십시오.

본당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정리 작업하고자 하오니, 나눠드리는
서식 (주보 옆에 비치)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이 그레이스 (재무부장)
자매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.*제출
제출 증빙서류: 이전 성당에서
교적을 전출해 오시거나, 세례성사, 견진성사,
견진성사 혼배성사의 증명서
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.

차동엽 (로베르토) 신부님 신앙강좌:8/3
신앙강좌
(주일) 오후 5 시
주제: ‘말의 씨앗’
일시: 2014 년 8 월 3 일 (주일) 오후 5 시
장소: 베이커스필드 산클레멘테 천주교회
대상: 천주교신자 및 베이커스필드 한인
*강의내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께도 삶에 유익이되는 내용이므로,
많은 베이커스필드 한인분들께서 참석하실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

산클레멘테 자선기금 모금 골프대회:
골프대회 9/7 (주일)
장소: Rio Bravo Country Club

성서통독: 매 주 ‘주일 미사 후 10 분씩’

- 8/1 (금)
7/28(
여름성경학교 San Clemente Mission: 7/28(월)

6 월 22 일부터 주일미사후 10 분씩 ‘사도행전’을 다함께 봉독하고
있습니다.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성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*사도행전 필서: 1-8 장, 9-16 장, 17-28 장 세부분으로 나눠서
구역장님께 제출.

시간: 오전 9 – 정오, 7 월 28 일(월) 부터 8 월 1 일(금).
대상아동: 5 세-12 세
등록비: $35/아동. 둘 이상부터는 아동당 $15 불씩 추가.
신청 및 문의: Licha Lopez (661- 323-1848).
1848).

7 월 27 일 (오늘) 야유회 행사 안내
출발: 아침 9시30분 (‘오전 8시 주일미사’ 후), 7월27일((주일).

7.

US101-N 로 합류 후, Seaward Ave 출구로 나감

야유회 장소: San Buena Ventura State Beach (주립공원
주립공원)

8.

좌회전하여, S. Seaward Ave 로 진입

9.

1 번째에서 우회전하여,, E. Harbor Blvd 진입

900 San Pedro St, Ventura, CA 93001
공원전화 번호: 805-278-9611 (Park Ranger: 805-585-1850
1850 Tyson)
야유회 도착예정시간: 12시 정오
공원입장료: 차량 1대당 $10
공원입구: On San Pedro Street off Hwy 101
공원: 피크닉, 모래 백사장, 수영, 파도타기, 낚시, 배구 등 가능
골프장: Spanish Hills Country Club, 999 Crest View Ave, Camarillo, CA
저녁식사 회동: 저녁7시30분 백조식당 (Korean BBQ Swan),
2061 N Oxnard Blvd, Oxnard, CA 93036. Ph: (805) 278
278-9611
San Buena Ventura State Beach 가시는 길
1.

Haley Street 에서 CA 178 W 진입

2.

CA 178 W 합류 후 4 마일 주행

3.

CA 99 S 진입 후 26 마일 주행

4.

I-5 S 합류, 48 마일 주행

5.

Ventura 방면, CA 126W 출구로 나감

6.

CA 126W 로 진입, Ventura 방향 40 마일 주행

10. 좌회전하여, San Pedro St. 진입 (목적지 도착)
소요예상시간 2 시간, 소요거리 122 마일
<고속도로’ US101-N ‘출구에서
출구에서 공원까지 지도>

